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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이화여자대학교,�롯데건설,�연우PC엔지니어링,�로이테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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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연구단 2차년도킥오프미팅



Ⅰ.�1차년도주요실적

Ⅱ.�2차년도연구추진내용

Ⅲ.�2차년도주요연구예상실적

Ⅳ.�예상성과실적목록

V.�기타 (제안,�건의등)



핵심성과 산출물

• OSC 통합 플랫폼 시스템 설계 위한 관련 현황 및 수요조사 • 학술발표대회 2건

• OSC 통합 플랫폼 시스템 설계 위한 요구사항 및 필요기술 도출 • 보고서 1건

• OSC 공급사슬 최적화 위한 생산-물류-현장설치 동기화 기술 요구사항 도출 • 보고서1건, 학술발표대회 1건

• PC부재 생산공장 안전관리 지침 및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현황 조사 • 학술발표대회 1건

• PC 부재 생산공장 안전관리 지침 및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석 • 보고서 1건

핵심성과 산출물

• 설계 모델 (BIM)과 트래킹 데이터 연계 기술 개발

• OSC공정 생애주기간 부재 상태 트래킹 기술 개발
• 소프트웨어 등록 2건

• ICT 센싱 기반 부재 상태 자동 업로드 기술 개발 • 시스템 개념도 기능 정의서



핵심성과 산출물

• OSC 프로젝트별 업무 관련 현황 조사 • UI적용, 기능 모듈 화면 구현, 최적화 메뉴 구성

• OSC 기반 통합관리 프로세스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 OSC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설계

• OSC 기반 3D BIM 모델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현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 OSC 플랫폼 파일럿 데이터베이스 구축

핵심성과 산출물

• OSC 자재 입출고 재고관리/JIT기반 발주자동화/자재 위치관리 기술 설계

• OSC 공장생산-물류-현장설치 동기화 관리 기술 설계
•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 UI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핵심성과 주요연구내용

월별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 OSC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① OSC 통합 플랫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기획

2

OSC 공급사슬 최적화를
위한 공장생산-물류-
현장설치 동기화 관리 기술
개발

① OSC 공급사슬 최적화를 위한 공장생산- 물류-현장설치 동기화

관리 시스템 설계

3
PC부재 생산공장 안전관리
지침 및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① PC 부재 생산공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지침 및 체크리스트



핵심성과 주요연구내용

월별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 PC부재 공정 모듈 상세 설계
① PC부재 인양 크레인 동선 설정 모듈

② PC공사 공정표 및 공정 계획 지원 모듈

2
RFID태그 활용한 스마트
품질 관리 모듈 설계

① RFID태그를 활용한 PC부재 검측 전용 App 개발

1
비콘 활용한 작업자 관리
시스템

① 작업자 관리 현황 및 Needs 조사

② 비콘센서 연동 작업자 관리 시스템 모듈 설계

③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모듈 개발



핵심성과 주요 연구내용

월별 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
OSC 플랫폼 소프트웨어 시제품

구현 완료

① OSC 플랫폼 소프트웨어 시제품 구현

② 단위/통합 테스트

③ OSC 기능 개선 및 보완 반영, 시제품 개발 완료

2
BIM 모델데이터 연계 기술을
활용한 DB 구축 완료 ① OSC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3 OSC 플랫폼 API 개발 완료 ① OSC 플랫폼 API 요구사항 보완

1차연도 계속 Æ

1차연도 계속 Æ

1차연도 계속 Æ

(디버깅/개선)



핵심성과 주요연구내용

월별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
OSC 통합 물류관리 기술
및 플랫폼 연계 기술 개발

1.플랫폼 연계(RPMS) 인터페이스 구현
- 마스터공정표/세부설치계획/발주요청서/생산일보 등

2.통합물류 단위업무 모듈 구현
- 생산/반출/운송/재고/발주 단위모듈 구현 및 테스트

3.통합 테스트 실시
- 통합시험 계획서 및 수행



AS-IS TO-BE

•기존 협업 플랫폼의 경우 ON/OFF라인의 업무병행에 따른 중복 및
과다한 업무량으로 통합플랫폼의 실질적 기능 상실
• OSC 프로젝트의 공장생산-물류-현장설치로 이어지는 공급사슬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 생산공장 관리 지침 및 체크리스트는 품질 및 수량 체크 위주
로 구축되어 있음

• OSC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아래 활용되는 데이터 간 네트워크 심층분
석을 통한 공유 빈도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써 생산성 제고 기대

• OSC 공장생산-물류-현장설치 과정의 정보가 동기화되어 공장생산, 운
송, 재고관리, 현장설치 공정관리가 이루어짐

• 타 생산공장과 비교해 생산품의 규모가 큰 PC 부재 생산공장의 생산
과정과 제조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마련

PC생산공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 영상센서를 중심으로 작업자-장비-자재 통합
모니터링 기술을 구현

공장생산-물류-현장설치 동기화 관리 기술

• 현장설치 Just-in-Time 재고관리 시스템 설계
• 현장설치 공정관리 시스템 설계
• 공장생산-물류-현장설치 동기화 공장생산계획
시스템 설계

○ OSC 통합 플랫폼 기술

• OSC 통합 플랫폼 시스템의 참여자 간 정보
공유(데이터 공급-수요) 관계를 도출하고 규
칙을 설정



1차년 2차년

• OSC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현
• OSC 플랫폼 소프트웨어 시제품 구현 및 단위/통합 테스트
• 연계기관 테스트 및 기능 개선/보완 요구 반영
• OSC 플랫폼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완료

• BIM 데이터 연계 기술 개발
• OSC 통합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완료
• 서버 통신 테스트 및 개선/보완 완료

• OSC 플랫폼 Open API 개발
• API 활용 연계 기관 개발 모듈 요구 사항 반영

- 롯데건설(공정 및 작업자 관리) 기능 모듈
- 로이테크원(물류관리) 기능 모듈

OSC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현 BIM 데이터 연계 기술 개발 OSC 플랫폼 Open API 개발

시제품 구현 완료

단위/통합테스트

연계기관 테스트 및 개선/보완 반영

OSC 플랫폼 소프트웨어 시제품 완료

BIM모델/설계 데이터 DB 구축

플랫폼 데이터 처리 DB 구축

데이터베이스 서버통신 테스트

통합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완료

API 구현 완료

플랫폼 연계 기능모듈 개발사 테스트

연계기관 추가 요청/보완 및 개선 사항 반영

API 정식버전 연계기관 배포

OSC 통합 플랫폼 시스템 시제품 개발 완료



1차년도 2차년도

1

1)생산관리, 재고관리, 발주관리, 반출관리, 운송관리, 시공관리
단위모듈 프로세스 설계
2)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데이터베이스 설계/외부시스템 연계
단위모듈 설계

1)물류플랫폼(생산관리, 재고관리, 발주관리, 반출관리, 운송관리, 
시공관리) 단위모듈 플랫폼 구현
2)플랫폼 연계기술 시스템 구현
3)통합테스트 계획 및 수행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성과점검기준 양적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상)

양적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달성일
질적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OSC�PC구조공동주택생산시스템
혁신핵심기술연계및통합 (총괄)

OSC�PC�구조 공동주택생산시스템
혁신핵심기술연계와실증적용총괄

수행결과보고서 21.12

OSC�통합 플랫폼기술개발
OSC�통합 플랫폼시스템개발을위한

시스템아키텍쳐기획
수행결과보고서 21.12

OSC�공급사슬최적화를위한
공장생산-물류-설치 동기화관리기술

개발

OSC�공급사슬최적화를위한
공장생산-물류-설치 동기화관리

시스템설계
설계수행 21.12

PC부재생산공장안전관리 지침및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PC부재생산공장에 적합한안전관리
지침및체크리스트

지침개발 21.12

OSC�설계 모델 (BIM)�및 프로세스별
부재데이터연계기술개발

OSC�프로젝트별프로세스 부재
데이터연계기술플랫폼적용

국내학술대회발표

(비SCI)
21.10

OSC�공급사슬최적화를 위한
공장생산-물류-현장설치 동기화관리

기술개발

OSC�기반 부재 tracking용 콘크리트
매설형 RFID태그 개발

국내특허출원 21.09

OSC�공장생산-물류-현장설치
통합물류플랫폼기술개발

공장생산-물류-현장설치 통합물류

플랫폼시스템구현소프트웨어등록
소프트웨어 등록 1 21.11

OSC�통합관리플랫폼과 BIM�데이터
연계기술개발

BIM�데이터연계기술이 적용된 OSC�
통합관리플랫폼소프트웨어 시제품

실무현장실증 21.12



[2세부,�WG�2B]�OSC�공장스마트생산관리기술개발

기관명:��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GS건설,�아주대학교
연구책임자:�이준성교수,�김태완교수,�김태준책임연구원,�김진영교수

2021.�02.�04�

OSC연구단 2차년도킥오프미팅



Ⅰ.�1차년도주요실적

Ⅱ.�2차년도연구추진내용

Ⅲ.�2차년도주요연구예상실적

Ⅳ.�예상성과실적목록

V.�기타 (제안,�건의등)



AS-IS TO-BE

• 공장 안전관리의 경우 현장안전 관리와 유사하게

모든 분야에 대한 일반적 안전관리 지침

• 중량물, 중장비 관련 안전관리 체계화 요구 (충돌, 전복 등)

• 안전사고 빈도가 현장에 비해 적지만 대형사고 우려

• 공장에 특화된 안전관리 요구사항 및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정의

•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이전 상황의 위험도 관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스마트 안전관리 프레임워크개 발 방 식



현장 방문을 통한 프랙티스 조사

물류 운반지원 시스템 조사



대분류 운송패키징고려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PC�공장

운송비용예측 ●

공장야적장사용성 ● ● ●

관련현장시공정도 ● ● ● ● ●

현장요청부재 ● ● ● ● ● ● ● ●

운송해야할부재타입 ● ● ● ● ● ● ●

공장내의Crane�등의사용가능성 ● ●

PC�공장의보유트레일러활용성 ● ● ● ● ●

건설현장과의의사소통 ● ● ● ● ●

PC�공장유형 ● ● ● ●

운반

Packages�크기 ● ● ● ● ●

운반매체의사용가능한적재면적 ● ● ● ●

트레일러에적재하는방식 ● ● ● ● ● ●

법적준수 ● ● ● ●

부재파손방지 ● ● ● ● ● ● ●

대기시간 ●

현장야적장사용가능성 ● ● ● ●

건설현장에서하역시간단축 ● ● ●

건설현장

공정에맞는부재도착 ● ● ● ● ● ● ● ● ● ● ●

당일시공량 ● ● ● ● ● ● ● ● ● ● ●

부재품질유지 ● ● ● ● ● ●

현장에부재를받지못하는상황 ●

즉시부재를야적할수없음 ● ● ● ● ●

하역할수있는장비의사용가능성 ● ● ● ● ●

PC�공장과의의사소통 ● ● ●

한번에너무많은트레일러도착 ● ●

• PC�운송과관련이있는국내-외문헌과국내건설현장 PC�공사계획서고찰

• PC�부재할당계획및배치계획수립시필요한 25개의고려사항도출



Module 2(PC 부재 적재 계획)Module 1(PC 부재 할당 계획)

Module�1(PC�부재할당계획)�규칙(Total:�10) Module�2(PC�부재적재계획)�규칙(Total:�20)

• 현장에서요청한도착시간과부재설치순서대로실어야한다.

• 차량의허용적재용량,�차량크기이상으로부재를싣는것을불가능한다.

• 공장과운송업체계약에최소무게가있는경우가많아그경우미니멈무게

이상의부재를트레일러에실어야한다.

• 현장내의야적공간(보관 가능개수,�도착시간,�대기시간)이 없으면사전에

부재를운반할수없다.�

• 수평적재를할때,�안정성을위해아래부재면적과중첩되는면적은 X%�이

상이어야한다.�

• 부재들의받침목은상,하 동일좌표에위치시킨다.

• 받침목최소 2개의위치는부재의양끝에서 L/4~L/5지점에 있어야한다.

• 피라미드형태는전체하중을안정하게유지할수있는형태이다.

• 트레일러의최대슬래브적재단수는 X�단을유지한다



국내 PC공장 현황 조사 야적/운반 현상 분석 및 이슈 도출

국내 7개 대형 PC공장 방문 조사

• 위치, 면적, 생산품목 등 공장 개요

• 공장별 야적장 특성 및 Layout

• 공장별 운반 및 야적 관련 활용 장비

• 공장별 운영 관리 시스템 및 정책

• 공장별 생산/운반/야적 작업 프로세스

• 야적 위치 선정 Guideline

PC공장 Layout 조사 사례

• PC공장의 작업 프로세스 비교 (생산/야적/출하)

• PC공장 부지 및 Layout 특성 분석

• 운반/양중 장비별 특성 비교

• 야적관리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분석

- PC부재의 개별 ID 관리

- 생산 부재의 현위치 추적 관리

- PC부재 현재 상태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크레인 운영 사례

부재번호 부여 체계



연구내용 공장생산 PC 부재 품질관리 자료 수집 및 분석 비젼 기반 품질검측 기술 개발

수행결과

o 국내외 PC 부재 시공기술표준 조사

• 미국 PCI(Precast/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협회의

품질관리 매뉴얼(QC Manual)

• 국내 PC 표준시방서(KCS 14 20 52 : 2016)

o PC 부재 규격, 치수 허용오차, 검수 절차 등을 토대로 PC부재

의 품질검사 8가지 항목 도출

o 필수 부재정보 정의를 통한 공장생산 데이터의 체계화 지원

o openCV에서 객체 인식 및 분류에 적용되는 DNN (Deep Neural

Network)모델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균열 여부 검측 기술 검토

o 40,000장의 콘크리트 균열 이미지를 ResNet50모델로 5회 반복

학습한 결과, 약 98%의 정확도를 보임.

Results
negative: Uncracked /  positive: Cracked

Training



핵심성과 주요연구내용

월별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3

PC부재생산공장안전관리

지침및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PC 부재 생산공장 안전관리 지침 및 체크리스트 구축 및 검토

스마트 센서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기술 개발

7
PC부재 최적 패키징

계획 수립기술

PC부재 패키징방식 정의 및 패키징부재 모델링

PC부재 패키징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정보 정의 및 모델링

PC 부재 최적 패키징계획 수립기술 개발

8
PC생산공장 내 운반
및 야적 최적화 기술

개발

공장 내 양생, 운반, 보관 국내외 규정 및 지침 검토

운반 및 야적 관리 장비와 관리 프로세스 리뷰 및 모델링

최적야적위치 선정을 위한 주요인자 분석

13
공장생산 PC 부재의

스마트 검측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비젼 기반 품질검측 기술 개발 및 데이터 수집

태블릿 기반 품질관리 리포팅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획



§ 안전모니터링을위한안전관리지침및체크리스트

[국내]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
건작업지침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제작 및 조립공사
표준시방서
• Kosha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모델
• Kosha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
•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
침 외 4건
• Kosha guide 양중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
침 외 9건

[국외]
• Manual for Safety & Loss Prevention
• NPCA Guide to Plant Safety
• NPCA quality control manual for precast 
concrete plants
• NPCA quality control manual for plants and 
production of 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products
• IMT Operator’s Crane Safety Manual

현재 25개의 국내외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분석 중

주요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후보군 도출 (진행중)

핵심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도출

공장 인터뷰/설문 모니터링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성 검토 핵심 공장안전관리

체크리스트



AS-IS TO-BE

•중량물, 중장비 모니터링 및 위험도 분석 체계 미흡
• 중량물, 중장비 위험도 관련 체크리스트 구축
• 중량물, 중장비와 위험도 분석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기술 확보
•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Hazard Energy 개념으로 분석

영상기반 통합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을 통한 장면 이해 + 체크리스트 연계 위험도 분석

* 단일객체의 상태
(예: 동적객체 상태변화패턴, 정적객체 위치변화 등)
* 객체-객체의 관계
(예: 객체간 거리, 장비창용 여부, 혼잡성 등)
* 다중객체 행태
(예: 혼잡도 등)

[개발기술]
(1) 영상을분할할수있는분할기
(2) 분할한영상을빠르게전송할수있는전송기술
(3) 전송된영상을분산으로추론할수있는추론기술
(4) 감지된작은물체정보를기존영상에표시하는증강기

+ 공간특성연계(공간에따른위험원유형)



3. PC부재 패키징계획 수립기술 개발

• 기술 개발 완료 + PC부재 할당 및 적재 계획을 위한 S/W 개발 착수

1. PC부재 패키징방식 정의 및 패키징부재 모델링

• PC부재별 적층방법 정의 및 모델링

2. PC부재 패키징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정보 모델링

• PC부재 할당 및 적재 계획 모델링(UML)



AS-IS TO-BE

• 전후 담당자간 실시간 정보교환 부족

• 야적 관리에 대한 규정 및 지침 불명확

•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한 야적 및 상차
위치 선정

• 생산계획과 현장시공 일정을 고려한 야
적 위치 선정

• 최적 야적 관리 기술 활용을 통한 야적
면적 최소화

• 상하차시 장비활용 최적화로 효율 증대

기 존 방 식 개 발 방 식 (최종)

Paper기반 야적위치 관리 (수첩 등)

상호 데이터 연계 X

Excel 등을 활용한 생산 현황 관리

최적 야적 위치 선정

실시간 현위치 관리

2차년도 계획

l 규정 및 지침 확인/검토
l 운영 장비 및 관리 프로세스 리뷰

=> PC 야적/운반 Guide

l 최적화 주요 인자 분석
l 현위치 관리 방안 기획



AS-IS TO-BE

•공장생산 부재에 대한 품질 점검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육안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짐
•데이터 기반 부재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은 현재 미비한 실정임

•검측 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 부재 품질
(하자 여부|종류|위치|보수 등) 리포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장 생산 부재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 + 자동화
• 이미지프로세싱을 통한 표면 결함, 철근
배근 검사를 통한 부재 품질관리 및 보증

Log in

Level 3Level 1 Admin

검사요청 확인

판정

수선
가능

NO

YES

보고내역 확인

승인

최종보고 확인

검사자 관리자 책임자

YES

NO

생산자(수선자)

Level 2

폐기 요청

폐기 승인

수선내역 등록

검사내역
증거자료

입력

미달사유/조
치방안 입력

수선 요청

시작

폐기 보고서

품질 증명서

Client 부재정보
입력

품질 증명서
요청

증명요청 확인

부재 생산완료 보고

수선요청 확인부재정보 등록

품질 증명서 제출

검사 보고서

폐기요청 확인

종료

APP(자동)

APP(자동)

APP(자동)

APP(자동)

주기능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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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보고서, 품질증명서 출력



철근 배근 사진 수집철근 배근 사진 수집

박진희 외 (2020) 감리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딥러닝 기반
철근배근 디텍팅 기술 개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6(5), p.93-103.

Rectangle Detection, ResNet50

§ 비젼기반품질검측기술개발및데이터수집

Object Detection Type
1. Rectangle
2. Line
3. Pixel label
4. Projected cuboid

120개 사진 라벨링120개 사진 라벨링

Line DetectionLine Detection

Yolo 학습Yolo 학습

v Kim et al. (2020) Automated dimensional quality assessment for formwork and rebar of reinforced concrete components
using 3D point cloud data, Auto. Con.,112,103077,

v Abbas, A., Seo, J., & Kim, M. (2020). Impact of Mobile Augmented Reality System on Cognitive Behavior and Performance
during Rebar Inspection Tasks.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34(6), 04020050.

객체 검출 방식 재설정객체 검출 방식 재설정

Image Processing, Vision

HoloLens-based AR inspection

– VR, 3D Laser Scanning, Image Processing

철근 배근 검사관련 선행연구

Test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성과점검기준 양적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상)

양적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달성일
질적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PC부재생산공장안전관리 지침및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이화여대)1)
3-1 안전관리지침및체크리스트

지침/체크리스트

도출여부
1건 논문 국외논문 1건

국외논문 1건
학술대회발표 1건

21.6
21.11

PC부재설치최적화지원물류계획

시스템 (인천대)2)

7-1
PC부재패키징방식 정의및

패키징부재 모델링
논문 3건 논문

국내논문 2건,�
해외논문 1건

국내논문 2건,�
해외논문 1건

21.8

7-2
PC부재최적패키징 계획

수립기술
학술발표대회 100 학술대회발표 학술대회발표 2건 학술대회발표 2건 21.11

1) 이화여자대학교 현재
해외논문 1편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수정후 재심 중

2) 인천대학교 현재
해외논문 1편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ASCE) 게재가 승인, 
국내논문 1편 (건설관리학회논문집) 게재가 승인, 
국내논문 1편 (건설관리학회논문집) 수정후 재심 중.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성과점검기준 양적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상)

양적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달성일
질적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공장내야적최적화기술개발
(GS건설)

8-1
최적 야적위치선정을위한영향인자

도출
보고서작성 1 21.10

공장생산 PC�부재의스마트검측및
품질관리시스템개발 (아주대)

품질관리모바일애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등록 1 21.10

연구내용
2021 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상)1Q 2Q 3Q 4Q

2차년도
태블릿 기반 품질관리 리포팅 애플리케이션 개발 국내 특허 1건

SW등록 1건비젼 기반 품질검측 기술 개발 및 데이터 수집



[2-7세부,�WG�2C]�OSC�스마트시공관리기술개발

기관명:��현대엔지니어링㈜

연구책임자 :�강창훈소장

2021.�02.�04�

OSC연구단 2차년도킥오프미팅



Ⅰ.�1차년도주요실적

Ⅱ.�2차년도연구추진내용

Ⅲ.�2차년도주요연구예상실적

Ⅳ.�예상성과실적목록

V.�기타 (제안,�건의등)



국내

표준시방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CS�14�20�52�:�2016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 부재별조립허용오차기준삭제
→ "책임기술자의 승인"으로 대체

05065�프리캐스트콘크리트 공사 국토해양부 2013
• 허용오차기준간략화
→위치,�경사,�높이에 ±5 이하로판정

07000 프리캐스트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교통부 1999
• 허용오차기준세분화
※ ACI기준과유사

전문시방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SMCS�14�20�52�:�2018�

서울특별시 2018 • 표준시방서(2016)의 기준에따름

LH�시공지침서 LH PC구조공동주택 구조설계및시공지침작성 LH/한국콘크리트학회 2019
• 가장최근의시공지침으로
표준시방서(2013)과 유사 :�±7 이하

HEC 시공지침서 PC공사현장시공관리지침 HEC 2015
• 현장조립과정상의 필수사항에대해서
허용오차기준수립

시공계획서 시공업체시공계획서 A업체 2020
• 현장조립과정상의 필수사항에대해서
허용오차기준수립됨

해외 해외기준

Specification�for�Tolerances�for�Precast
Concrete�ACI ITG-7M-09

ACI 2017 • 허용오차기준세분화

Tolerances�Manual�for�Precast and�Prestressed
Concrete�Construction�MNL-135-00

PCI 2008
• 허용오차기준세분화
※ ACI와내용같음



센싱장비이미지
(예시)

주요 특징 300m까지의 광대역정밀스캔 소규모부재들의근거리스캔 공간이동과 동시에연속스캔 대상부재들의 위치측정및 Layout

장 점 건축현장실내외공간영역에적합 휴대성용이하여좁은공간에사용 공간연속스캔으로빠른촬영가능 실시간의위치측정및선정가능

적용방안 PC부재의조립품질검측에적합 PC부재들의크기에비해유효거리 부족 정밀한검측결과취득어려움 PC부재의위치선정에적합

적용성 ◎ ◎



핵심성과 주요연구내용

월별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 시공관리 기준 초안 작성
- 기존 PC 조립공사 시공관리 검측 방법과의 비교

- 스마트 센싱 장비를 활용한 시공관리 기준 초안 작성

2 스마트 센싱 장비 선정
- 센싱 장비별 자체 Pilot 현장 사전 운용

- PC공사 시공품질관리를 위한 적정 센싱 장비 선정

품질관리의 프로세스 작성
- 검측 단계별 프로세스 및 체크사항 작성

- PC 조립 순서에 맞춘 검측 방안 수립

Pilot 현장 검증
- PC공사 현장에서의 스마트 센싱 검측 사전 운용

- 기존 검측방법과의 비교 및 스마트 센싱 사전 검증

계획





센싱장비
(예시)

적용위치 기둥,�보,�벽체,�바닥판 보,�벽체 실내공간 기둥,�보,�벽체

특징
• 건축현장실내〮실외 공간
영역에적합

• 휴대성용이하여좁은공
간에사용

• 공간연속스캔으로빠
른촬영가능

• 실시간의위치측정및
선정가능

단점 • 데이터산출시 시간소요 • 스캔결과에 대한정밀성
미흡

• 스캔결과에 대한정밀성
미흡

• 태양광에서의 레이저
인식어려움

Pilot�현장 적용센싱장비(예시)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성과점검기준 양적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상)

양적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달성일
질적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스마트센싱기반시공품질관리기준
수립

시공관리기준초안작성 보고서작성여부 21.11

스마트센싱장비운영매뉴얼작성 스마트센싱장비선정 보고서작성여부 21.11



[2-1-3세부] OSC 기반 PC구조 공동주택 스마트 현장관리 기술

기관명: 성균관대학교

연구책임자 : 권순욱 교수

2021. 02. 04 

OSC연구단 2차년도 킥오프 미팅



Ⅰ. 1차년도 주요 실적

Ⅱ. 2차년도 연구 추진 내용

Ⅲ. 2차년도 주요 연구 예상 실적

Ⅳ. 예상 성과 실적 목록



AS-IS TO-BE

• 육안검측/Sampling 단위 부재 검측으로 인해

전 부재 품질 확보 불가

• 시간 및 비용 다량 소모

• 이미지 분석을 통한 Crack 자동 검출 알고리즘
구현



AS-IS TO-BE

•현재 단순 Vision 기반 안전관리 수행으로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 발생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만 이용할 경우
Target 인식 불가

•거리 측정 센서만 이용할 경우 감지범위가
좁고 물체 표면 상태에 따라 효과가 차이
난다는 한계점 존재

• 딥러닝 + 센서 혼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을 통해 각 방식의 약점 보완 가능



핵심성과 주요 연구내용

월별 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AI기술 기반 자동품질검측을
통한 PC부재 품질관리 기술

- 부재 외관손상 level 분류 및 기준 정의

- AI 기반 외관손상 자동식별 및 손상 정도 정량화 모듈 개발

2

OSC기반 PC부재 시공품질
관리와 공정현황 분석 및

현장 작업자를 위한 Remote 
Sensing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 작업자 업무별 부재기반 시공관리사항 시각화 기술 개발

- 부재 설치현황 데이터의 BIM 모델 연동/연계 체계 구축

- Remote Sensing 기반 위험요소 탐지 모듈 개발

계획



AS-IS TO-BE

• 현장관리자가 육안 검측 시행에
따른 모든 부재 소화 불가능

• Sampling 단위의 부재 검측으로
인한 전 부재 품질 확보의 어려움

• 공장 2차 검측 리스트 기반 모든
항목에 대한 빠른 검측 불가

• 모든 항목을 정확히 검측하기 위해
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

• AI 기반 외관손상 타입 식별 및 손상
정도를 자동으로 파악

• Sample 단위가 아닌 현장 반입된
전 PC 부재 검수로 신뢰성 및 품질
확보 가능

• 부재별 체크리스트 항목과 검측
정보를 매칭

• 자 동 으 로 부 재 관 리 결 과
Reporting 통해 시간 및 인력 절감
가능

1차년도 2차년도

Object Detection 통한
영상기반 Crack 자동 탐지

부재 하자 검측 및 결과 자동 Reporting
알고리즘 수립

Image Classification

품질 검측 Checklist 자동 기록 및
Reporting 모듈 / APP 개발



양중방지 작업자
실내 Interface

카메라 화면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센서 기반 거리측정

시공현장 작업자
위치 인식

인양물 주변
장애물 감지

2차년도

융합 시스템 예상 인터페이스

센서를 회전시키며 전방위
장애물 탐지

딥러닝 객체인식 결과 및
거리측정 센싱 데이터 연동

객체 인식

거리 측정

AS-IS TO-BE

• 양 중 장 비 운 전 자 의 주 관 적 인
판단에 의하여 위험여부 판단

• 카메라 동작과 센서 동작 분리

• 초음파 센서의 불안정성 영향

• Deep-learning 및 센서의 적용
으로 객관적 판단 가능

• 카메라 기반 및 센서 기반의
융합 시스템

• 마이크로 컨트롤 사용 및 센싱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보완

1차년도

출처: Youtube 출처: Youtube

출처: Medium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 성과점검기준

양적 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 상)

양적 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 달성일

질적 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AI 기술 기반 자동 품질 검측을
통한 PC부재 품질관리 기술 개발

부재 품질 검측 자동 Reporting 
시스템

부재 품질 검측

자동 Reporting 

시스템 보고서

21.11

PC부재 시공 품질 관리와
공정현황 분석 및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개발

모바일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SW

21.12



[2세부,�공동7]�OSC�기반 PC�부재현장설치
안전및환경관리기술개발

기관명:��고려대학교

연구책임자 :�조훈희교수

2021.�02.�04�

OSC연구단 2차년도킥오프미팅



Ⅰ.�2차년도연구추진계획

Ⅱ.�2차년도주요연구예상실적

Ⅲ.�예상성과실적목록

Ⅳ.�기타 (제안,�건의등)



2
와이어매쉬용접용

철근선조립자동화장비

- 와이어매쉬용접용철근선조립장비시제품디자인

- 철근선조립장비 1차시제품제작착수

핵심성과 주요연구내용

월별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
PC�부재 적용건설현장

안전관리매뉴얼

- PC 부재적용건설현장안전관리지침분석

- PC�부재 현장시공안전관리매뉴얼제작착수

계획



기존방식 개발방식

• OSC�기반의공법이전세계적으로활발하게도입되고있는

가운데,�공법에최적화된안전관리매뉴얼의적용은미흡한

실정

• PC부재적용건설현장의경우현장시공공법,�순서등에서

기종현장과의차이점이다수존재하여공종별로특화된안

전관리숙련자부족

AS-IS

• 현장전문가,�숙련공중심의안전관리및시설물점검방식에

서탈피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한 OSC�기반건설현

장시공방식조사및분석

• PC�부재적용방식의시공순서도분석을통한현장안전관리

지침분석

• 전문가자문을통한기존안전관리매뉴얼의 PC�부재적용

건설현장도입시의문제점도출

TO-BE

기존시공방식적용현장에대한안전관리매뉴얼 해외 PC부재적용관련가이드라인및안전매뉴얼사례(싱가포르)



기존방식 개발방식

• 전문인력에의한수작업으로진행되어숙련공의작업에따라

품질이좌우될수있는문제점존재

• 골조공사의주공정(Critical�Path)이되는철근배근및조립

기능공수급의어려움으로후속공정·현장전체일정에영향

• 인건비,�조립단가등의상승으로공사비가상승하여투입노

동력및가공원가저감방안필요

AS-IS

• 와이어메쉬용접용철근선조립자동화장비의 1차시제품

디자인및제작목표

• 기능공의숙련도와상관없이균일한품질의생산이가능한

자동화장비설계

• 전문가자문을통한제품성능검증후 2차시제품제작을위

한디자인착수

TO-BE

전문인력에의한수작업 생산성에영향을미치는
숙련공의경력 철근선조립장비

1차시제품디자인
개발기대효과*

생산성향상 약 25%

공기단축 7 ~ 27%

공사비절감 약 10%

*�선 작업방식을통한현장인력저감및적용조건,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3.15



이탈리아 A사 이탈리아 B사 중국 C사 개발예정제품

가격 1억3천만원 1억2천만원 7천만원 약 1억원

장점
- 제품절단가능
- 빠른생산속도

- 제품직진도좋음
- 빠른생산속도

- 제품절단가능
- 부품수급용이
- A/S 빠르고저렴

- 제품절단가능
- 제품직진도좋음
- 부품수급용이
- 빠른생산속도
- 컴팩트한설계로현장작업용이
- 기계추가시 4pt 용접작업가능

단점

- 부품수급어려움
- A/S 가늦고비용이비쌈
- 기계구조가복잡하며이동불가
- 추가포인트용접작업불가

- 제품절단기능없음
- 부품수급어려움
- A/S 가늦고비용이비쌈
- 기계구조가복잡하며이동불가
- 추가포인트용접작업불가

- 느린생산속도
- 기계구조가복잡하며이동불가
- 추가포인트용접작업불가

특징 선가공된철근을밀면서용접 선가공된철근을끌면서용접 선가공된철근을밀면서용접 선가공된철근을밀면서용접

주작업 전단보강근 / 데크연결근 / 스트럽 / 보

전기
제어방식

PCB 방식
(높은유지비, 프로그램조정불가)

PCB 방식 PLC 방식
PLC 방식

(저렴한유지비, 프로그램수정용이)



철근선조립장비결과물가공품(예시)

보스트럽가공품 벽체 U바가공품 전단보강근가공품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성과점검기준 양적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상)

양적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달성일
질적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1
PC�부재현장시공
안전관리매뉴얼

1-1
PC�부재적용건설현장
안전관리지침및
체크리스트 분석

수행결과보고서 1 보고서 보고서 1건 보고서 1건 21.09

2
와이어매쉬용접용

철근선조립자동화장비
2-1

철근 선조립장비

1차 시제품디자인
설계도면 1 보고서 보고서 1건 보고서 1건 21.11



[2세부,�WG2D]�OSC�기반보-기둥식 PC구조도심지소규모주
택사업실증

기관명:��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책임자 :�김진성수석연구원

2021.�02.�04�

OSC연구단 2차년도킥오프미팅



Ⅰ.�1차년도주요실적

Ⅱ.�2차년도연구추진내용

Ⅲ.�2차년도주요연구예상실적

Ⅳ.�예상성과실적목록

V.�기타 (제안,�건의등)



AS-IS TO-BE

• PC 구조 공동주택 주거성능 관련 개별 기술은 있으나

공동주택에 통합 적용된 사례는 없음

• 사례 대부분의 기술이 비주거 건축물 용도로 한정되어

주택 품질에 대한 성능검증이 어려움

• PC 라멘구조 도심지 소규모 주택사업 실증

• 구조, 설비, 외피가 분리된 장수명 주택 구현

• 접합부, 단열, 기밀 등 RC수준의 주택성능 구현

• 본 실증 추진시 시행착오 최소화

1차년 연구내용

기술 계획 사업

주요발주
방식분석

모듈화전환설계

적용가능기술분석

보-기둥식 PC구조 공동주택
적용사업 기본방향 수립

[소규모 PC 구조 적용 가능 발주 방식]

•건설업무영역통폐합
•전문건설업자참여가능

설계시공분리발주

•일괄입찰(DB)(대형/특정)
•대안입찰(대형/특정)
•기술제안입찰
•고난이도공사
•공기단축공사
•스마트건설공사(PC 등프리패브공사)

설계시공일괄발주

PC구조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 PC구조 전환설계 검토를 통한 설계 이슈체크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여건 검토 :발주관련

§ 기술자료집 1차 자료 조사
: 보, 기둥, 슬라브, 내/외장, MEP

§ 건축-모듈스터디, 제작/시공/운반 고려 부재 검토

§ 기존 PC구조계획 검토, 최적화 모듈 방향 검토

§ 라멘식 PC구조 적용⽤ 건식외피 성능,상세계획



AS-IS TO-BE

• 설계-시공 분리 발주 시 실시설계 후 OSC 적용을

위한 전환설계 수행

• 부재 생산 효율 감소 등 프로젝트 효율감소

• 전환설계 시 구조계획을 포함하여 부재 타입의 표준화

(모듈화 설계) 및 비용효율 향상 가능

• PC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 도출하여 계획단계 반영 가능

영등포 시설관리공단 복합화 사업 전환설계 : 모듈화 설계 적용

기술 계획 사업

주요발주
방식분석

모듈화전환설계

적용가능기술분석

보-기둥식 PC구조 공동주택
적용사업 기본방향 수립

§ 사업대상지 물리적 환경 분석

§ RC구조의 설계적 특징 분석

§ 모듈스터디 → 주차, 코어위치, 구조모듈

(지상/지하), 유닛,MEP 유닛 고려

: 구조적, 공간적으로 가장 합리적 모듈

§ 부재결정

- 제작가능성, 시공성, 운반효율, 경제성

- 창호, 외피 등 유동적인 부재결정

RC→ PC 전환설계 고려사항 설계안 작성시 고려사항

§ 부재별 제작가능성/확장성 고려

§ 결구부에 대한 사전검토,시물레이션검토

: 하자발생 가능성 최소화

§ 장수명주택 가능성 고려

-무조공간을 활용한 공간 다양성 확보

-비내력벽설치및변형을통한공간활용

지하3층~지상11층
PC구조(지상/지하)



영등포 시설관리공단 복합화 사업 전환설계 : 전환설계 검토 결과

각 층별 평면계획 도면 및 주안점 도출

§ 기둥-보, 기둥-외벽, 기둥-바닥 등 18곳 접합부 디테일 검토

PC결구부 설계(시공디테일) 작성 : 모듈화 설계 기반 공간 구획/구조계획 기반 전호나설계

§ 주차,코어,구조모듈, 기준층, 각 층별구성

지하3층(PC로 검토-지하,지상 근생)

기준층(지상3층~11층)

PC기둥-PC월 접합부

PC월-하프 슬라브 접합부

PC기둥-RC월 접합부

발코니 파라펫 접합부



영등포 시설관리공단 복합화 사업 전환설계 : 구조계획검토

§ 계획단계에서 PC부재 표준화 고려미흡

: 비경제적 측면 야기

§ 각 공종별 의사결정 시기의 지연

: 각 실에 대한 통일화 작업 못함

§ 계획단계에서 주요 결정사항 누락

§ 단면상 접합부 최소화 필요

§ 방수에 대한 최적 상세 제안필요

§ 접합부 결정시 현장 시공성 고려해 결정

§ 기초외 접합은 가급적 Pin 설계,

부득이할 경우 Moment 설계

기존 PC 건축구조계획 한계 실증단지 구조설계 고려사항 도출

§ 램프, 기초 및 외부 옹벽 RC계획

§ 펌프실, 기계실 등 내부벽체 :비내력 경량벽체로 설계

§ 기둥단면 설정 :

-지하3층~지상2층: 800*800

-지상3층이상: 650*650

-코아 외곽기둥 3층바닥까지만 설계

§ 슬래브

- 지하3층~지상2층: 할로코아(중공형)슬래브

§ 외부벽체 : PC커튼월 적용

§ 코아 부분 외벽: 200mm 내력벽 계산

§ 옥상 파라펫 : RC가 유리하나 시공성고려 PC가능

§ PC제작공정 분석 : 표준화 방향 설정

§ 부재의 표준화 : 구조계획 기반 부재 / 모듈화를 통한 슬라브 표준화



영등포 시설관리공단 복합화 사업 전환설계 : 구조계획 검토 결과

주요 구조체 표준 규격 설정

§ 배근도 작성 및 구조해석 수행
§ 구조설계 기반 전환설계안 물량 산출

§ 기둥 및 보 단면 표준화 및 규격 설정

§ PC슬라브 두께 및 종류 설정

§ MEP공간 설정(190mm)

§ 공간별 층고 결정(기준층, 사무공간, 주차장)

지상3층 구조평면도

물량산출내용

전환설계안의 물량 산출 PC/RC 복합화를 통한 효율향상

§ PC와 RC의 복합화를 통해 부재의
제작효율, 시공성, 건축품질 향상가능

접합상세도



AS-IS TO-BE

• 대부분의 공공공사는 설계-시공 분리방식 적용

• 설계-시공 분리방식 적용 시 주요 문제점 발생

(전환설계, 부재 표준화의 어려움)

• 소규모 OSC에 적합한 설계-시공 통합 발주방식의 검토

• 통합 발주를 위한 국내 법제도 검토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여건 검토 : 소규모 OSC에 적합한 발주방식의 검토

[소규모 PC 구조 적용 가능 발주 방식 검토]

•건설 업무영역 통폐합/전문건설업자 참여 가능

설계시공분리발주

•일괄입찰(DB)(대형/특정)

•대안입찰(대형/특정)

•기술제안입찰 (상징성/고난이도 공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시공일괄발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시 일괄입찰(DB)/기술제안입
찰 적용 가능(기본설계)

스마트 건설공사

• 관련 근거법 존재/적용사례 다수 존재

설계시공 통합방식(DB)

•최근 공공공사 적용사례 증가

•선진국형 발주제도

•국내 계약법상 발주제도가 아니며 특례운용기준
필요

CM at Risk (책임형 건설관리)

•고도의 프로젝트 관리기술 요구

•공공공사 적용사례 없음

IPD

[설계-시공 통합 가능 발주 방식]

기술 계획 사업

주요발주
방식분석

모듈화전환설계

적용가능기술분석

보-기둥식 PC구조 공동주택
적용사업 기본방향 수립

§ OSC 발주방식

1) 설계-시공 분리

2) 설계-시공 통합

3) CM at Risk

§ OSC 적합 발주 방식 사전검토

: 설계-시공 통합 가능 발주방식



핵심성과 주요연구내용

월별진행계획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
공동주택사업 특성별

OSC기반 보-기둥식 PC구조
적용 실증계획 수립

- 도심지 실증사업 부지검토 및 확정 ( SH내부 부지공모 추진)

- OSC기반 보-기둥식 PC구조 실증 적용 요소기술(건축, 구조, 시방, 

발주, 환경 등) 검토

- 공동주택사업 규모와 입주계층을 고려한 실증계획 수립

계획



AS-IS TO-BE

•도심지 소규모 모듈러 공공건축과 PC구조 주요
기술의 차이점 분석 필요

• 기본계획안에 따른 주요부분 PC적용 범위 검토
• 구조/설비/외피/ 분리형 장수명 주택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기술 적용방안 도출
• 건설 프로세스 기반 PC 건축 요소기술 검토를 통

한 실증단지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효율 향상

기술검토 기획 계획

실증계획
수립

부지확정

PC 요소기술검토

공동주택사업 특성별 OSC기반
보-기둥식 PC구조 실증계획 수립

요소기술

검토

건축

구조

시방발주

환경

[건설프로세스기반 요소기술 검토]

건설 프로세스 기반 요소기술 검토
• 건축-구조계획부분

- 1차년 모듈화 설계기반 전환설계 수행

- 설계-구조계획 기반 부재생산성을 고려한 설계안 수립

• OSC 기반 PC 건축 시공

- 실증단지 적용 가능 PC 시공기술 도출

• 소규모 PC 공공건축에 적합한 발주방식의 선정

- 설계-시공 통합 가능 방식(DB, CM@R, IPD 등) 구체화 및 선정

- 관련 법적 규제 검토 및 적용가능 수준 구체화

• 에너지 절감 및 장수명 주택을 고려한 건축 부재 선정

- 에너지 절감 가능 부재(외장시스템 등) 선정 및 상세계획안 수립

※ PC 요소기술 사례 지속 보완 예정

- 1차년 국내 PC관련 업체 기술수요 조사 수행



SH공사 실증부지 주요 이슈사항
• 법정 용적률 상향 예정

- 기존 법정 용적률 500%(현) → 700% 상향 예정

- 1차년 전환설계(안) 11층 → 18층 변경 가능

• 2차년 기획설계 수행예정 (변경 용적률기준)

- 18층 (700%) 기준 기획설계 수행예정

- 타당성 검토 후 수행 가능 시 부지 확정

• 대안 부지 검토

- 동작구 상도동 복합시설 (예정)

- 1,258.80 ㎡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지하 4층/ 지상 8층 (예정안) 
[SH내부 규모검토안(RC)15층)] [SH내부 대안부지 RC검토안(8층규모]

*현 국토부 역세권 개발 정책 추이에 따라 본 부지 사업규모 고민

실증사업 주요 추진일정 계획(안)

§ (2021)

- 3월~10월 : 실증단지 확정, 기획설계 진행(기본설계+규모+추정공사비)

- 9~11월 : SH공사 신규사업 승인 이사회 추진

- 하빈기 : 실증기술 1차 확정

§ (2022~2023)

- 1월~6월 :  기본계획 + 실시설계 <<-실증기술 2차 확정(최종)

- 상반기 내 : 인허가(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 승인)

- 7~9월 : 공사발주 / 10~12월( 착공) / 2023년 12월내(준공)

u2



핵심성과
(level1)

단위성과
(level2)

2차년도성과점검기준 양적성과목표
(연차실적계획서상)

양적성과계획
(실제 계획)

예상달성일
질적성과지표 목표치 검증방법

OSC기반 보-기둥식 PC구조

도심지 소규모 주택사업 실증

공동주택사업 특성별 OSC기반
보-기둥식 PC구조 적용

실증계획 수립

비SCI 1 논문게재 21.08

수행결과보고서 1 보고서 21.10

성과홍보 1 홍보여부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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